
 

 

 

 

 

 

 

 

 

TrafficJam® 

트래픽 발생기 
 
 
 
 
 
 

 

  Test the Limits of Your Network  

TrafficJam™ 은 TCP 와 UDP 트래픽을 1 Gbps 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고성능 시험 툴로서 네트워크의 용량과 네트워킹 

장비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가벼워서 이동 설치가 용이한 본 장비는 Stateful TCP 연결을 만들어 수시로 바뀌는 네트워크 조건에 따른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합니다. TrafficJam의 융통성 있는 설정 옵션으로써 실제의 트래픽과 같게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성능에 따른 갖가지의 TCP 

패러미터의 효과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트래픽 설정으로써 스루풋 확인, 패킷 손실 추적, 그리고 지연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TrafficJam의 브라우저 베이스된 GUI 설정은 신속하고 간편하며 각 연결점에서 실시간 탐지되는 그래프와 상태표를 제공합니다.    

 

 
Apposite’s 

TrafficJam Makes 

It Easy to Quickly 

Test the Capacity 

and Performance 

of your Network 

and Networking 

Equipment 

  CAPABILITIES  

최대 20 개의 TCP 연결과 UDP 스트림을 동시에 보내고 받음 

두 개의 독립 이더넷 시험 포트로 각각 1 Gbps의 트래픽을 생성 

 

포트 당 최대 20 개의 독립 IP 어드레스 ( IPv4 혹은 IPv6 ) 할당  

네트워크 상 여러 실제 위치에 설치하여 시험하거나 실험실에서 한 

대의 장비를 루프로 돌려 시험할 수 있음 

각 트래픽 스트림을 여러 번, 혹은 연속적으로 돌려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함  

동시 동작 시킬 연결점을 그룹핑하여 그로부터 얻어지는 스트림 

데이터를 그래프로 볼 수 있음   



 
 
 

 
LOSS 

 
 
 

 
LATENCY 

 
 
 

 
CONGESTION 

 
 
 

 
THROUGHPUT 

IP Configuration Options 

• IP addresses (IPv4 or IPv6) - 20 per port 

• IP MSS 

• IP Type of Service (ToS) 

UDP Configuration Options 

• Number of parallel UDP streams 

• Transmit rate per stream 

• Stream completion criteria (time, datagrams, 
continuous) 

• Packet contents (zeros, ones, pattern, random) 

 

continuous) 

• Max. transmit rate per connection 

• TCP receive window size 

• Congestion control algorithm 

• Packet contents (zeros, ones, pattern, random) 

• Enable/disable the Nagle algorithm 

• Connection completion criteria (time, bytes, or 

• Number of parallel TCP connections 

TCP Configuration Options 

 

 

USE CASES 
 

Throughput Validation 

당신은 통신사업자가 약정한대로 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네트워크 상에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스루풋 확인을 위한 

밴드위스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Network Saturation/Interference 

다른 트래픽으로 네트워크가 포화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고자 할 때 트래픽 발생이 필요합니다.  

 

 
WAN Acceleration 

WAN 가속 솔루션을 위한 최적의 설정을 하고 난 후, 기대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Network Load Testing 

네트워크 스트레스 시험을 할 때 갖가지 트래픽 발생에 따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또, 

원하는 네트워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트래픽 발생을 조절하여 

연결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Network Troubleshooting 

네트워크 상 가장 약한 구간, 혹은 그 설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기 위해 네트워크 성능 지표 ( 지연, 스루풋, 패킷 손실 )을 

측정하게 되는 데 이 때 트래픽 발생이 필요합니다.  

 
Protocol Testing 

새로운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변경시 그 결과를 시험할 때 트래픽 발생 필요.  

 

 

 

 

 

 

 

 

 

 

 

 

 

  CONFIGURATION OPTIONS  

 



 
About Apposite 

Apposite Technologies makes WAN emulation easy by offering professional-quality network emulation tools at affordable prices. 

Apposite’s award-winning Netropy and Linktropy WAN emulation appliances simulate bandwidth, latency, loss, congestion, and other 

network impairments with fine-grained precision to provide accurate simulations of any type of wide-area network. Netropy and 

Linktropy WAN emulators are widely deployed by leading enterprises, application and equipment developers, telecoms carriers, and 

government and militar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Apposite Technologies – WAN Emulation Made Easy 

 

USER INTERFACE 
 

 

SPECIFICATIONS 
 

 

Capacity 

Test Ports 2x Gig Ethernet (copper) 

Max. Agg. Throughput 2 Gbps 

Maximum Packet Rate 350,000 pps 

Maximum Frame Size 9KB 

Interfaces 

Management 1x Gigabit Ethernet (GE), 1x RS-232 serial console 

Power Supply Single 

Security SSH, no SSL. Password protection 

Physical Box  

Dimensions 6.6” W x 6.2” D x 1.2” H (168 mm x 157 mm x 30 mm) 

Warranty & Support 

Hardware Warranty 1 year 

Support & Maintenance 1 year 

Ordering Information 

Part Number TJ1G 



 
 
 
 
 
 
 
 
 
 
 
 
 
 
 
 
 
 
 
 
 
 
 
 
 
 

                                        

17835 Ventura Blvd Suite 211      

Los Angeles, 

CA 91316 USA 

TEL: 1.310.477.9955 | info@apposite-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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